
12권-5호(550)         2021.01.31. 

1. 금요예배 및 주일예배 ‘현장예배’ 참석 신청

예배위원장 김소림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Tax 보고 신청

재정위원장 전진홍 장로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ax 보고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3. 2월 당회: 2/7(주일)

02/01 (월) 눅 10:17-24 레 위 기 5-7 

02/02 (화) 눅 10:25-42 레 위 기 8-10 

02/03 (수) 눅 11:1-13 레 위 기 11-13 

02/04 (목) 눅 11:14-26 레 위 기 14-15 

02/05 (금) 눅 11:27-36 레 위 기 16-18 

02/06 (토) 눅 11:37-54 레 위 기 19-21 

02/07 (주) 눅 12:112 레 위 기 22-2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 예배기원 ……………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다함께 

● 사죄은총 …………………………………………………………………  다함께 

● 감사찬송 ………………………… 28장 ………………………………  다함께 

● 교 독 문 …………………… 5번 (시편 13편) ……………………        다함께 

● 사도신경 …………………………………………………………………      다함께      

대표기도……………………………………………………………  전진홍 장로 

예배찬송…………………………  413장 ……………………………          다함께 

연보봉헌 ………………………………………………………………… 반주자 

● 봉헌기도 ………………………………………………………………… 사회자 

환영과 광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베드로전서 1장 17-21절 …………………… 다함께 

말씀강해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3)” …………   김영목 목사 

● 송영찬송 ……………………… 417장 ………………………………   다함께 

● 축도 ………………………………………………………………… 김영목 목사 

 

 
“하나님 나라의 표적” (누가복음 11장 27-36절)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 (3)> 
 

베드로전서 1장 17-21절 
  

 

    세 번째 권면: 하나님을 경외 

1.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1)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편파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심 

= 선택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았음 

=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행위를 주의해야 함 

2)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 인간은 두려워하는 그것에 지배 받고 살아가게 된다. 

= 돈을 두려워하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의 노예가 됨 

=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됨 

2.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1) 흠 없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심 

2) 예수를 통한 구속 사건은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사건임 

3.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  

1)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심 

2)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 겨자씨 같은 믿음 > 

 

영국의 한 교회에서 5살 소년이 1페니와 함께 이런 소원을 적어 헌금함

에 넣었습니다. ‘성경책을 꼭 인도로 보내주세요.’ 1페니는 지금의 5천 원 

정도로 성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을 기특하게 여긴 목사님은 돈을 보태어 성경을 구입한 뒤 인도에서 사

역하시는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20년 뒤 이 일을 까맣게 잊은 목사님이 

우연히 인도로 선교를 떠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20년 전 어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으로 인해 복음을 믿게 됐다며 

조심스럽게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 성경을 살펴본 목사님은 너무 놀

라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온 성경

은 20년 전 소년의 헌금으로 보낸 바로 그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의 맨 앞장에는 20년 전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올린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

다. 작은 감동, 작은 손길, 작은 선행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담대히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큐티 365일”(나침반출판사)에서 발췌 

 

1월 24일 헌금통계 $1,535.00 


